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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T-형 칼슘채널아형 클론의 발현과 조절
   전압의존적 T-형 칼슘채널을 통한 세포 내로의 칼슘유입은 신경전달물질 방출, 

호르몬 분비, 흥분성, 대사, 세포의 성장 및 분화, 그리고 생식 등의 장단기적인 

생리적 기능들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T-

형 칼슘채널이 유전적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발현이 될 경

우 간질, 심장병, 통증, 암  등의 여러 가지 병태생리학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약개발의 중요한 목표점이 되고 있다. 최근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들

을 통해 T-형 칼슘채널은 α1G (Cav3.1), α1H (Cav3.2) 그리고 α1I (Cav3.3)의 세 가

지 아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져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T-형 칼슘채널들의 생물리학적 특성과 일부 약리학적 특성이 알려

졌지만 이들이 생리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 지

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T-형 칼슘채널아형 들 

(α1G, α1H 및 α1I) 중 어떤 아형이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지, 둘째, 조절된다면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구체

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T-형 칼슘채널아형 들을 각각 COS-7 세포

와 상경신경절 세포에 여러 수용체와 함께 이종발현시킨 후 patch-clamp 라는 전

기생리학적 방법으로 칼슘전류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T-형 칼슘채널 아형 들 중에서 α1I만이 Gq/11에 연결되어 있

는 M1 무스카린성, TRH 및 P2Y2 퓨린성 수용체의 활성에 의해 선택적으로 억제

되었다. 반면에 Gi/o에 연결되어 있는 α2 아드레날린성, M2 무스카린성 수용체들

의 활성에 의해서는 모든 T-형 칼슘채널아형들이 향을 받지 않았다.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정도는 최대 전류에서보다는 테스트자극의 200 ms (T200)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효현제 들이 칼슘전류가 비활성되는 속도를 현저히 증가시

키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M1 수용체 효현제인 oxotremorine (Oxo-M)에 의한 T-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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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1I 칼슘채널의 억제에 관련된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확인하 다. OxoM

에 의한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는 GDPβS, Gpp(NH)p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

에 heterotrimeric G 단백질이 관여함을 알 수 있었고, 여러 G 단백질 중에서 광

견병 독소인 PMT에 민감한 Gq/11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뿐만 

아니라 Gq/11 단백질의 α와 βγ subunit이 모두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에 중요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비특이성 protein kinase 차단제인 staurosporine을 전

처치한 실험에서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가 유의하게 차단되었다. 

더 나아가 PKC를 활성화 시키는 PMA나 차단제인 GF109203X에 의해서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가 차단되는 것을 관찰하여 protein kinase C 

(PKC)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T-형 α1I 칼슘채널은 Gq/11에 연결된 수용체의 활

성에 의해 선택적으로 억제되며, 그 억제의 메커니즘은 PKC에 의존적인 인산화과

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새로운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는 T-형 칼슘채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의 조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병태생리학적 상황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

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핵심어: T-형 칼슘채널, α1I, COS-7, 상경신경절 세포,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Gq/11, PKC, 인산화, 이종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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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칼슘채널아형 클론의 발현과 조절
<지도 정 성 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용     준

제 1장 서론

   세포 내 칼슘(Ca2+)은 신경전달물질 방출(neurotransmitter release), 호르몬 분

비(hormone secretion), 신경의 흥분성(excitability), 시냅스연접의 가소성(synaptic 

plasticity), 근육의 수축, 화학주성(chemotaxis), 유전자 발현, 세포의 성장과 분화 

및 apoptosis 등의 다양한 과정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Hille, 1994). 세

포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되는 

채널(ligand-gated channel)과 펌프들의 기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압의존적 

칼슘채널(voltage-dependent Ca2+ channel)이 그 중심 역할(key role)을 담당하고 

있다(Bootman 등, 2001). 따라서 세포 내 칼슘의 조절과 이와 관련된 세포기능의 

항상성(homeostasis)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압의존적 칼슘채널의 종류 및 특성과 

이들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

다 하겠다. 

1.1 전압의존적 T-형 칼슘채널의 분류 및 분포

   전압의존적 칼슘채널을 전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강한 탈분극 

(depolarization) 자극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고전압활성(high voltage-activated, 

HVA) 칼슘채널과 낮은 전압에서 활성화되어 안정막전압 근처에서 칼슘이 세포 

내로 유입되도록 하는 저전압활성(low voltage-activated, LVA) 칼슘채널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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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Fox 등, 1987; Nowycky 등, 1985). HVA 칼슘채널은 칼슘이 지나가는 

통로(pore)를 형성하는 α1 소단위(subunit)를 중심으로 β, α2δ, 그리고 γ의 보조 소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압의존적 칼슘채널의 α1 소단위는 전압의존적인 소디

움 채널이나 포타슘 채널처럼 6개의 막횡단 도메인(transmembrane domain)을 가

지고 있으며 각 도메인은 6개의 분절(segment)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4번째 분

절(S4)은 생리적 pH에서 양성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인 알기닌(arginine)과 라이신

(lysine)이 배열되어 있어 세포막 전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칼슘채널을 개폐하는 데 

관여하고 있으며, 5번째(S5)와 6번째(S6) 분절사이의 연결 루프(hairpin loop이라 

불림)는 칼슘채널의 내벽을 형성함으로써 칼슘이온에 대한 선택성(selectivity)을 부

여한다. 현재 α1 소단위의 분자생물학적 클로닝에 의해 HVA 칼슘채널은 CaV1 아

과(subfamily)와 CaV2 아과로 나눌 수 있는 데 CaV1 아과는 dihydropyridine에 민

감한 L-형 칼슘채널을 코딩하는 α1S(CaV1.1), α1C(CaV1.2), α1D(CaV1.3), 그리고 

α1F(CaV1.4)의 네 가지 아형(isofor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aV2 아과는 주로 신

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 ω-agatoxin IVA에 민감한 P/Q-형, ω-conotoxin 

GVIA에 민감한 N-형, SNX-482에 민감한 R-형을 각각 코딩하는 α1A(CaV2.1), 

α1B(CaV2.2), 그리고 α1E(CaV2.3)의 세 가지 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칼슘채널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분자적인 구조가 잘 알

려지고 각 아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적인 차단제가 개발된 HVA 칼슘채널에

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HVA 칼슘채널의 아형별로 생물리학적인 특성, 약

리학적 특성,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에 의한 조절기전, 그리고 여러 질병들에서

의 병태생리학적인 역할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Hille, 1994; Dolphin 1998; 

McEnery 등, 1998). 이에 비해 T(transient 또는 tiny)-형 칼슘채널이라고 불리는 

LVA 칼슘채널의 경우 그 존재는 1980년도 중반부터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세포(Carbone and Lux, 1984; Fedulova 등, 1985; Nowycky 등, 1985), 

심근세포(Nilius 등, 1985; Bean, 1995), GH3 뇌하수체 세포(Matteson and 

Amstrong, 1986) 등의 다양한 세포군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지만 T-형 칼슘채널의 

분자적인 구조와 선택적인 차단제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아 이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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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클로닝에 의해 이러한 T-형 칼슘채널이 CaV3 아과에 속하는 

α1G(CaV3.1), α1H (CaV3.2), 그리고 α1I(CaV3.3)의 세 가지 아형으로 존재함이 밝

혀져 이 분야의 연구가 다시 많은 연구자 및 신약개발자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

다 (Cribbs 등, 1998; Lee 등, 1999a; McRory 등,  2001; Perez-Reyes 1998; Williams 등, 

1999). 현재까지 HVA 칼슘채널과는 달리 LVA 칼슘채널의 보조 소단위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뿐 만 아니라 HVA 칼슘채널과 T-형 칼슘채널사이의 분

자적 유사성(homology)이 약 20% 이하이기 때문에(Lee 등, 1999a) HVA 칼슘채널

과는 생물리학적, 약리학적 특성,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에 의한 조절메커니즘, 

생리 및 병태생리학적인 역할 등에서 매우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T-형 칼슘채널의 각 아형들이 클로닝 된 이후로 아형들의 생물리학

적 특성 및 일부 약리학적 특성에 관해서는 비교적 활발히 보고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에 있다. 

      T-형 칼슘채널아형들은 여러 종류의 조직들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조직에 따라 

각 아형의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α1G mRNA는 일차적으로 뇌에 많

이 발현되지만 난소, 태반, 심장, 신장, 폐 등에도 분포되어 있으며(Monteil 등, 

2000; Perez-Reyes 등, 1998), α1H mRNA는 신장, 간, 심장, 신경, 췌장, 태반, 폐, 

골격근, 부신피질 등에 발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Cribbs  등, 1998; Williams 

등, 1999). α1I mRNA의 경우는 거의 절대적으로 뇌와 갑상선 및 부신에서만 발견

되는 것으로 알려져져 있다(Lee 등, 1999a). 쥐 뇌의 경우 In situ hybridization과 

Nothern blot 방법으로  각 조직에서 적어도 한개 이상의 아형이 발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Monteil 등, 2000; Perez-Reyes 등, 1998; Talley 등, 1999; Williams 등, 

1999). 예를 들어 편도핵(amygdala)과 해마(hippocampus)같은 뇌 조직에는 세 가

지 아형이 모두 존재하고, 소뇌(cerebellum)의 경우 α1G가,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 같은 감각신경절에는 α1H가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lley 등, 

1999). 한편, 시상(thalamus)에서는 핵군(nuclei)에 따라 α1G와 α1I가 다른 발현양

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말초자율신경계의 경우 비뇨생식계를 지배하는 자율신경인 

교감 골반신경세포가 유일하게 α1H를 기능적으로 발현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보고 

되었다(Lee 등, 2002). 



- 4 -

1.2 T-형 칼슘채널 아형의 생물리학적 및 약리학적 특성

   조직에서 자연적으로 발현되어있는(natively expressed) T-형 칼슘채널을 HVA 

칼슘채널로부터 구별하는 일반적인 생물리학적 특성들은 (1) 활성화(activation)되

기 위한 역치전압(threshold voltage)이 상대적으로 낮고(-60 mV∼-50 mV), (2) 비

활성(inactivation)이 빠르고("Transient") 좀더 낮은 전압에서 많이 일어나며, (3) 세

포막이 재분극 (repolarization) 될 때 채널의 닫힘(deactivation)이 매우 느리게 일

어나며, (4) 기록하는 도중 전류의 감퇴(“run-down")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5) 

dihydropyridine과 같은 전통적인 HVA 칼슘채널 차단제에 의해 덜 민감하며, (6) 

매우 작은("Tiny") 단일채널 컨덕턴스(10 pS 이하)를 보이며, 이러한 컨덕턴스는 

Ca2+ 대신에 Ba2+을 전하운반체(charge-carrier)로 사용하면 같거나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Xenopus oocyte나 HEK 293 세포와 같은 이종계(heterologous system) 에 

발현된 재조합(recombinant) T-형 칼슘채널아형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일

반적인 T-형 칼슘채널의 생물리학적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지만(Klockner 등, 1999; 

Kozlov 등, 1999; Lee 등, 1999; McRory 등, 2001) 아형에 따라 일부 특성에서 몇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첫째, α1I는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자연

(native) T-형 칼슘채널이나 α1G와 α1H보다 10배 이상 느린 비활성 키네틱을 가

지고 있다. (Klockner 등, 1999; Kozlov 등,1999; Lee 등, 1999a; Monteil 등, 2000; 

McRory 등, 2001). 이러한 느린 비활성 키네틱의 특성을 가지는 T-형 칼슘채널 전

류는 과거에 쥐 시상그물핵(thalamic reticular nucleus)(Huguenard and Prince, 

1992), 고삐핵(habenula nucleus)(Huguenard 등, 1993), 시상외측등쪽핵

(laterodorsal thalamic nucleus)(Tarasenko 등, 1997), 그리고 망막의 이극세포

(bipolar cell)(Pan, 2000)에서 제한적으로 기록된 바 있다. 둘째, 채널의 닫힘

(deactivation) 속도를 칼슘 tail 전류를 기록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T-형 칼슘채

널의 세 아형 중 α1G가 가장 느리고(τ=3 ms), α1I가 가장 빠른 것(τ=1 ms)으로 

보고 되었다. 이 채널의 닫침 속도가 느릴수록 안정막전압으로 재분극되는 과정에

서 세포 내로 칼슘의 유입양이 크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셋째, 짧은 기간동안의 비활성이나 항정상태(steady-state) 비활성에서 회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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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비교해보면 α1G>α1I>α1H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졌다(Klockner 등, 

1999). 

   HVA 칼슘채널의 경우는 각 아형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차단제가 개발되어 

있어 생물리학적 특성으로 각 아형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 매우 유용하게 쓰

이고 있다. 그러나 T-형 칼슘채널 아형의 선택적인 차단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실정에 있다. 과거의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온 T-형 칼슘채널의 비특이성

(non-specific) 차단제로는 mibefradil(Mishra and Hermsmeyer, 1994)과 Kurotoxin 

(Chuang 등, 199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차단제의 문제점은 T-형 칼슘 채널 외

에도 HVA 칼슘채널이나 다른 종류의 이온채널에도 작용한다는 것이다(Sidach 

and Mintz, 2002). 한편, 최근의 보고 들에 의하면 여러 이가 양이온 중에서 Ni
2+

과 Zn
2+
가 낮은 농도에서 T-형 칼슘채널의 세 아형 중에서 α1H을 선택적으로 차

단할 수 있다고 하 고(Lee 등, 1999b; Lee 등, 2002; Jeong 등, 2003) HVA 칼슘채

널에도 별로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 이가 양이온들이 여러 조직에서 

α1H 칼슘채널을 동정하고 그 기능을 조사하는 데에 매우 유용함을 알 수가 있다

(Bijlenga 등, 2000; Schrier 등, 2001; Lee 등, 2002). 

  T-형 칼슘채널은 피질시상 신경세포(corticothalamic neuron 또는 relay neuron)

에서 저역치(low-threshold) spike(LTS)를 생성하여 spike-wave의 방전을 유발함으

로써 결신간질(absence epilepsy)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akiridou 등, 1995; Kim 등, 2001). 실제로 항결신간질(antiepileptic) 제제

로 쓰이는 ethosuximide나 methyl-phenysuccinimide(MPS: 또 다른 항간질제제인 

methsuximide의 대사산물)는 T-형 칼슘채널의 세 가지 아형을 모두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omora 등, 2001). 그러나 이들 항간질 제제는 임상

에서 사용되는 치료(therapeutic) 농도에서는 T-형 채널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종류의 이온 채널들에도 작용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Nakashima 등, 1988; Todorovic 등, 2000).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isoflurane, 

halothane, 및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같은 일반적인 마취제(anesthetics)들도 치

료 농도에서 후근신경절세포의 T-형 칼슘채널을 차단한다고 하 다(Todorovic 

and Lingle, 1998; Todorovic 등, 2000). 이 중 isoflurane은 마취를 유도하는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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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농도(271 μM ∼ 302 μM)에서 후근신경절 T-형 칼슘채널과 α1G를 차단

한다고 알려졌다 (Todorovic 등, 2000). 그러나 isoflurane과 halotane은 HVA 칼슘

채널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T-형 칼슘채널에 대한 특이성(specificity)이 낮

다(Herrington and Lingle, 1992). 이와는 다르게 아산화질소는 HVA 칼슘채널에

는 전혀 향이 없이 T-형 칼슘채널에만 작용하고 특히, α1G에는 작용을 하지 않

고 α1H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가 되었다(Todorovic 등, 2000). 기타 정

신분열병과 같은 정신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이완제(neuroleptics)(예, 

clozapine, pimozide, penfluridol 등)들도 자연적 T-형 칼슘채널이나 재조합 T-형 

채널아형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HVA 칼슘채널이나 포타슘채널에도 작용

한다고 하여 그 선택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 T-형 칼슘채널의 생리 및 병태생리학적 기능

   T-형 칼슘채널이 신경전달물질의 방출(transmitter release)에 관여한다는 실험

적 증거는 현재까지 쥐 망막의 이극세포(retinal bipolar cell)에서만 유일하게 보고 

되어(Pan 등, 2001) 뇌에서의 HVA 칼슘채널의 주 기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서술되는 것처럼 T-형 칼슘채널은 세포의 신경 및 근육조

직에서 흥분성(excitability)를 조절하고, 호르몬분비, 조직의 성장(growth) 및 분화

(differentiation)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 중요한 병태생리

학적 상황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T-형 칼슘채널은 안정막 전압 근처의 약한 탈분극에 의해서도 채널을 열어 낮

은 역치의 칼슘 spike(low threshold calcium spike, LTS)를 생성함으로써 신경세

포의 집단발사(burst firing)를 유도하는 일종의 조율기(pacemaker)의 역할을 담당

한다. 이러한 LTS는 하올리브핵 (inferior olivary nucleus)에서 분리된 신경세포에

서 처음 기록된 이후(Llinas and Yarom, 1981) 다양한 뇌핵군 신경세포에서 그 존

재가 확인되었다 (Perez-Reyes, 2003). 최근에는 LTS가 말초에서 유일하게 T-형 칼

슘채널을 발현하는 교감 골반신경절(sympathetic pelvic ganglia) 신경세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Lee 등, 2002). 그런데 LTS의 생성은 몇몇 예외(Alons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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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nas, 1992; Kang and Kitai, 1993)를 제외하고는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분극

되어 비활성되어 있던 T-형 칼슘채널이 충분히 회복(deinactivation)된 후 세포막이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복귀(rebound)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T-형 칼

슘채널의 조율기 역할은 신경세포로부터 억제성 입력을 받아야 이루어지게 된다. 

가장 좋은 예로 GABA 성 시상그물핵 신경세포와 이로부터 억제성 입력을 받아 

억제성 시샙스후전압)(inhibitory post-synaptic potential, IPSP)를 생성하는 피질시

상 신경세포를 들 수 있다(Steriade and Llinas, 1988). 피질시상 신경세포에서의 

LTS 생성여부는 의식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졌다(McCormick and Bal, 1997; 

Steriade 등, 1993). 즉, 각성상태나 신속안구운동(REM) 수면일 때에는 안정막 전

압이 오히려 약간 탈분극 됨으로써 LTS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흥분성 

시냅스후 전압(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EPSP)에 의한 tonic mode의 활동

전압(spike 또는 활동전압)이 나타나고, 깊은 수면을 취하거나 시상피질율동부정 

(thalmocortical dysrhythmia)의 경우 안정막전압이 과분극되고 그 결과 LTS가 생

성되어 집단발사를 일으키고 뇌전도(EEG)상에서 spike-slow wave 방전으로 관측

되게 된다. 이러한 spike-slow wave 방전은 결신간질(absence epilepsy)에서도 나

타나는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Huguenard 등, 1993). 결신간질에서 T-형 칼슘채

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결과들로는 결신간질 동물

모델 쥐인 GAERS(genetic absence epilepsy rat from Strabourg)의 시상그물핵 신

경세포에서 T-형 칼슘채널전류의 크기가 증가되었고, 실제로 특정 T-형 칼슘채널 

아형(이 경우 α1H) 을 코딩하는 mRNA의 양이 증가 (Tsakidou 등, 1995; Talley 

등, 2000)한다는 것과 α1G가 제거(knock-out)된 마우스의 피질시상신경세포에서 

집단발사가 소실되고 발작(seizure)을 유발하는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던 

spike-slow wave 방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겠다 (Kim 등, 2001). 최근

의 한 보고에 의하면 간질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직후 CA1 추체(pyramidal) 

신경세포에서 Ni
2+
에 민감한 T-형 칼슘채널의 발현이 증가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경흥분성의 변화가 나타난다고도 하 다(Su 등, 2002). 한편, T-형 칼슘채널은 통

증의 조절에도 관여한다는 몇몇 보고들 있다. 예를 들면 피질시상신경세포에서 

α1G에 의해 매개되는 집단발사는 내장통증(visceral pain)의 대뇌피질로의 전달을 



- 8 -

억제해주는 감각 gating의 역할도 있음이 밝혀졌다(Kim 등, 2003). 또한, 신경병증

성 통증(neuropathic pain)이 있는 쥐에서 후근신경절 감각 신경세포에 발현되어 

있던 T-형 칼슘채널의 기능이 소실되는 것이 관찰되었다(McCallum 등, 2003). 

   신경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서도 T-형 칼슘채널의 다양한 생리 및 병태생리학적

인 역할이 알려져 있다(Perez-Reyes, 2003). 예를 들면 심장조직에서 T-형 칼슘채

널은 L-형 칼슘채널과는 달리 흥분-수축(excitation-contraction) 과정에는 관여하지

는 않지만 결절세포(nodal cell)나 배아심근세포(embryonic cardiomyocyte)에 높은 

도로 발현되어 있어 신경조직에서와 비슷한 조율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Hagiwara 등, 1988; Wetzel 등, 1993). 최근의 일련의 연구에서 심장에 존

재하는 T-형 칼슘채널은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동안 나타나는 부정맥야기

(arrhythmogenesis), 심실비대(ventricular hypertrophy)와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등과 같은 병태생리학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되

었다(Martinez 등, 1999; Huang 등, 2000; ; Nattel 등, 2000; Benitah 등, 2002). T-

형 칼슘채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조직은 알도스테론이나 콜티솔을 분비하는 

부신피질인데 이중 glomerulosa 세포는 α1H 아형을 발현하고 있으며 호르몬의 

분비를 매개한다고 하 다(Mlinar 등, 1993; Schrier 등, 2001). 부신피질에서 T-형 

칼슘채널의 발현은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에 의해 조절되며(Barbara and 

Takeda, 1995), 안지오텐신 II는 T-형 칼슘채널의 활성을 자극하여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졌다(Cohen 등, 1988). 이밖에도 뇌하수체나 췌장 등과 

같은 분비조직에서 T-형 칼슘채널이 발견되고 있으나 그 생리학적인 역할에 대해

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Perez-Reyes, 2003).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T-형 칼슘채널은 조직의 발달(development)되는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태아의 심실근(fetal 

ventricular myocytes)에서는 T-형 칼슘채널이 기능적으로 발현되지만 출생 후 그 

발현이 소멸되어 T-형 칼슘채널의 발현이 배아발생과정(embryogenesis)에서 심장

의 형태형성 및 분화에 중요하고 이 때 그 발현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의 기능저

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도 생겨났다(Ferron 등, 2002). T-형 칼슘채널은 골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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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화에도 중요한 데 사람의 골격근으로 되기 위한 마지막 분화과정인 근모세

포(myoblast) 융합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ijlenga 등, 2000). 한편, T-형 칼

슘채널의 활성에 의해 증가된 세포 내 칼슘은 세포주기(cell cycle)의 각 단계로 진

행되게 하여 세포의 성장 및 분화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erridge 1998; Kono 등, 1996; Guo 등, 1998). 예를 들면 T-형 칼슘채널을 억제하

는 mibefradil은 내피세포(endothelial cell)에서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시킨다고 

하 다(Nilius 등, 1997). 세포주기와 관련하여 T-형 칼슘채널의 발현은 종양형성

(tumorigenesis)에도 매우 중요한데(Yao and Kwan, 1999) 망막시각세포나 신경, 

신경교(glia) 등으로 분화될 수 있는 망막아종(retinoblastoma) 세포는 증식

(proliferation)하는 동안에는 α1G와 α1H 아형들을 발현하지만, 분화되는 동안에는 

이들 T-형 칼슘채널들의 발현이 소실된다고 밝혀졌다(Hirooka 등, 2001). 비슷하게 

T-형 칼슘채널이 세포주기에 의존적으로 발현되어 수막종(meningioma)이나 유방

암세포 등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보고 되었다(Strobl 등, 1998). 

1.4 T-형 칼슘채널의 조절

   칼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적 기능들의 항상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는 칼슘채널의 발현이나 기능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T-형 

칼슘채널의 발현과 기능의 조절은 세포외 신호인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사이토카

인, 양인자(trophic factor) 등에 의해 매개된다. 많이 알려진 예를 들면 시냅스전

달이나 세포외 유출(exocytosis)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신경전달물질 또는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되면 시냅스전 말단(presynaptic terminal)이나 내분비세포에 존재하는 

칼슘채널을 음성되먹임(negative feedback)으로 억제하여 각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

시켜주게 된다. 과거에 이러한 신경세포나 호르몬에 의한 T-형 칼슘채널이 향을 

받는 지 여러 종류의 세포들에서 조사되었지만 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

히, 세포내 이차전달물질 (second messenger)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

이 한때는 T-형 칼슘채널이 HVA 칼슘채널과 다른 점으로 인식되기도 하 다 

(Kostyuk, 1999). 현재에는 세포의 종류나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 또는 호르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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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T-형 칼슘채널이 조절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다 (Perez-Reyes, 

2003). 하지만 같은 종류의 신경전달물질 또는 호르몬에 의해 T-형 칼슘채널이 억

제되기도 하고 촉진되기도 하는 등 그 조절작용과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하지 않

은 상태이다. 예를 들면 GABAB 수용체 효현제인 baclofen은 낮은 농도에서는 T-

형 채널의 활성을 촉진하고 높은 농도에서는 오히려 억제 한다(Scott 등, 1990). T-

형 칼슘채널은 쥐의 척수운동신경세포(spinal motor neuron)와 해마신경세포에서

는 세로토닌을 비롯한 다른 신경전달물질들에 의해 증가되었고(Berger and 

Takahashi, 1990; Fraser and McVicar, 1991), Xenopus의 척수감각신경세포나 쥐 

바닥핵(nucleus baslis) 신경세포의 경우는 T-형 칼슘채널이 세로토닌이나 신경펩

타이드에 의해 오히려 억제되었다(Abdulla and Smith, 1997; Sun and Dale, 

1999). 이러한 모순 되는 연구결과는 아마도 조직마다 발현되는 T-형 칼슘채널아

형의 종류가 다르고, 혼재되어 발현될 경우 각 아형의 상대적 발현정도에 의해 그 

표현형(phenotype)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 날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HVA 칼슘채널의 경우는 T-형 채널과는 달리 그 조절 메커니즘이 세포 및 분

자수준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HVA 칼슘채널 중 N-형 칼슘채널의 전압의존

적 억제(voltage-dependent inhibition)가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Hille, 

1994; Ikeda and Dunlap, 1999). 그 메커니즘을 간단히 요약하면 세포막의 수용체

에 신경전달물질 같은 리간드가 작용하면 수용체에 연결되어 있는 백일해독소

(pertussis-toxin, PTX)에 민감한 Gi/o heterotrimeric G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이

때 방출되는 G단백질 βγ 소단위가 N-형 칼슘채널의 I-II 도메인사이의 세포 내 루

프 (intracellular loop)에 결합함으로써 억제를 일으키는 것이다(Herlitze 등, 1996; 

Ikeda, 1996; De Waard 등, 1997; Furukawa 등, 1998; Zamponi 등, 1997). 그런데 

T-형 칼슘채널아형들의 아미노산 배열을 살펴보면 N-형 칼슘채널과는 달리 I-II 도

메인에 βγ 소단위가 결합할 수 있는 binding motifs가 없기 때문에 T-형 칼슘채널

의 조절은 HVA 칼슘채널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T-형 칼슘채널의 세포내 루프 상에 protein kinase A(PKA), protein kinase 

C(PKC), calcium-calmodulin 의존성 kinase(CaM kinase), 그리고 tyrosine kinase

가 작용할 수 있는 공통(consensus) 아미노산 배열이 많이 존재하여 T-형 칼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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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아형들이 조절된다면 아마도 kinase 활성에 따른 인산화(phosphorylation) 과정

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5 연구목적 

   지금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T-형 칼슘채널의 조절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연구는 T-형 칼슘채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의 조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병태생리학적 상황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 개발 또는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할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T-형 칼슘채널아형 들(α1G, α1H 및 α1I)을 

각각 이종발현시스템인 COS-7 세포와 T-형 칼슘채널이 발현되어 있지 않은 자연

적 조직(native tissue)인 상경신경절(superior cervical ganglion) 신경세포에 이종

발현시켜 어떤 아형이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지, 둘째, 

조절된다면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의 조절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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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료 및 방법

2.1. 모델 세포주 및 배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African green monkey) 신장에서 

기원된 섬유모세포(fibroblast)인 COS-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다. COS-7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Sigma, St. Louis, MO, USA)에 10% Fetal Bovine Serum(FBS, 

GiocoBRL, Grand Island, NY, USA), 2.5 g/L sodium bicarbonate, 100,000 

unit/L penicillin, 100 mg/L streptomycin이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하 다. COS-7 

세포 주는 7일을 주기로 계대 배양하 다.

2.2. 단일 신경세포의 분리 및 유지

   실험동물로는 250 g 내외의 수컷 쥐(Sprague-Dawley)를 사용하 다. CO2로 마

취한 후 실험용 길로틴(guillotine)을 이용하여 두부를 절단하 다. 절단된 머리를 

차가운(4℃) Hank's balanced salt 용액(HBSS, Sigma)이 들어 있는 100 ml 비이커

에 넣어 피를 씻어낸 후 Sylgard 184 silicone elastomer(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 FL, USA)로 바닥이 코팅되어 있는 100 mm 플라스틱 배양

접시에 머리가 바닥 쪽(ventral)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목 쪽 피부를 가운데로 절

개하고 양쪽으로 펼쳐서 핀으로 고정하 다. 해부현미경아래에서 Y-자 모양의 경

동맥 분지(carotid bifurcation)에 위치한 상경신경절(superior cervical ganglion; 

SCG)을 분리하 다. 분리된 좌우 한 쌍의 상경신경절을 차가운 HBSS가 들어 있

는 Sylgard로 코팅된 60 mm 배양접시로 옮겨 100 μm stainless steel 핀으로 고정

시켰다. 상경신경절을 둘러싸고 있는 결체조직을 벗겨내고 예리한 가위로 조심스

럽게 작은 틈새(slit)를 낸 후, 이를 0.7 mg/ml collagenase(type D)(Roche Applied 

Science, Indianapolis, IN, USA), 0.3 mg/ml trypsin(Sigma, St. Louis, MO, USA)

과 0.1 mg/ml의 DNAse type I(Sigma)이 들어있는 6 ml의 modified E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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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salt 용액(EBSS, pH 7.4, Sigma)이 들어 있는 25 cm
2
 배양플라스크로 옮

기고 35℃에서 1시간 동안 빠른 속도(100 strokes/min)로 흔들면서 배양하 다. 배

양직전 배양플라스크 내로 95% O2-5%CO2를 약 2분간 공급하 다. 이때, EBSS에

는 3.6 g/L의 glucose와 10 mM의 HEPES를 포함시켰다. 배양 후 배양플라스크를 

10초 정도 세게 흔들어 단일 신경세포들로 분리한 후 1% glutamin, 1% penicilin- 

streptomycin, 그리고 10% FBS이 포함되어 있는 Minimal Essential Media(MEM) 

(GiocoBRL)를 8 ml 정도 넣어 trypsin을 비활성화 시켰다. 임상용 원심분리기 

(Hanil, Korea)를 이용하여 1,200 rpm의 속도로 5분간 원심분리해서 세포를 두 번 

씻어내고 분리된 단일 신경세포들을 MEM에 재부유(resuspend)시킨 뒤, poly-L- 

lysine으로 코팅되어 있는 35 ㎜ 폴리스티렌 배양접시(Corning, NY, USA)에 

plating 하 다. 이를 37℃ 세포 배양기(humidified CO2 incubator; 95% air-5% 

CO2)에서 사용 때까지 배양하 다. 

2.3. 외래 유전자의 이종 발현

2.3.1. 외래 유전자

   본 연구에 사용된 T-형 칼슘채널, 수용체, G 단백질 신호와 이와 관련된 단백

질 들을 코딩하는 cDNA는 포유동물 세포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cytomegalo- 

virus(CMV) promoter가 들어 있는 일정 벡터에 subcloning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

하 다. T-형 칼슘채널을 코딩하는 쥐 α1G(rα1G; Cav3.1), 사람 α1H(hα1H; 

Cav3.2), 쥐 α1I(rα1I; Cav3.3), 그리고 사람 α1I-LT9(w/long-tail C-terminus)은 

pcDNA3.1에, 해면 녹색형광단백질(GFP)은 pEGFP-N1(Clontech Laboratories, Palo 

Alto, CA, USA)에,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M1(hM1R), M2(hM2R) 수용체는 

pcDNA3.1에, MAS-GRK2-ct는 pcDNA3.1에, transducin(Gαtr)은 pCI에, PLCβ1-ct

는 pEGFP-C1에, α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α2-AR)는 pCMV4에, thyrotropin 

releasing hormone 수용체 type 1(TRHR1)은 pcDNA3, 사람 퓨린성 수용체 

P2Y2(hP2Y2R)는 pBS-SK(+)에 subcloning되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

형 칼슘채널 아형들이 들어있는 벡터들은 Edward Perez-Reyes 박사(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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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harmacology, University of Virginia, USA)가, TRHR1가 들어 있는 벡터는 

Douglas Bayliss 박사(Department of Pharmacology, University of Virginia, USA)

가, 그 외의 모든 벡터들은 Stephan R. Ikeda 박사(Laboratory of Molecular 

Physiology, NIH/NIAAA, USA)가 제공하 다.

2.3.2. COS-7세포에 외래 유전자의 이종발현

  본 연구에서는 COS-7 세포에 T-형 칼슘채널 아형과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

용체 등을 발현하기 위해 CaPO4 transfection kit(Invitrogen, Carlsbad, CA, USA)

를 이용하 다. CaPO4를 이용하여 원하는 cDNA 벡터들을 transfection하기 24시

간 전에 35 mm 배양접시(Corning)에 총 2x10
5
 세포를 plating하여 배양한다. 

transfection 3~4 시간 전에 새로운 배지로 교환한다. 이종 발현을 위한 cDNA 농

도는 rα1G, hα1H, rα1I, α1I-LT9, MASGRK2-ct, Gαtr, PLCβ1-ct, TRHR1은 각각 2 

μg, GFP 0.6 μg, 그리고 hM1R와 hM2R는 1 μg으로 사용하 다.

  한 개의 eppendorf 튜브에 7.5 μl 2M CaCl2와 원하는 cDNA 조합을 만든 후 총 

60 μl 부피로 맞춘 후 부드럽게 교반하 다. 60 μl 2X Hank's buffered 

saline(HBS)이 들어있는 다른 튜브에 1~2분 간 천천히 cDNA를 떨어뜨리면서 

bubbling을 이용하여 교반하 다. cDNA 침전물이 형성되면 실온에서 30분 간 방

치하고, 세포가 plating되어 있는 35 mm 배양접시에 천천히 떨어뜨렸다. cDNA 

침전물이 잘 혼합되도록 부드럽게 배양접시를 흔들어 준 뒤 CO2 배양기에서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새로운 배지로 교환하여 주었다. 칼슘전류를 측정하기 6~12시

간 전에 trypsin을 이용하여 세포를 배양접시로부터 떼어낸 후 단일 세포로 35 

mm 배양접시에 다시 plating하 다. 보통 transfection 후 2-3일이 지나 발현이 최

대로 될 때에 칼슘전류를 측정하 다.

2.3.3. 상경신경절 세포에 외래 유전자의 이종발현

  상경신경절 세포에 T-형 칼슘채널 각 아형과 P2Y2 수용체를 발현시키기 위해 

세포 핵 내 미세주입방법(intranuclear microinjection)이 사용되었다(Ikeda, 1996; 

Jeong 및 Ikeda, 1999)(그림 1). 원하는 이온채널이나 수용체를 코딩하는 cDN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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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g/μl stock)와 세포 내 발현 표식자로 EGFP-N1(0.05 μg/μl stock)를 각각 1 μl씩 

넣고, TE buffer(10 mM Tris, 1 mM EDTA, pH 8.0) 8 μl를 잘 혼합한 후 

GELoader(Eppendorf,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한쪽 끝이 막힌 모세관에 

옮긴다. 모세관을 eppendorf tube로 옮긴 후 원심분리기 5415R(Eppendorf)을 이용

하여 상온에서 30분간 10,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이물질을 침전시키고 순도 

높은 cDNA 혼합물을 얻는다. Microinjection pipet은 얇은 벽을 가진 유리튜빙(외

경: 1.2 mm, w/filament, WPI)을 P-97 Flaming-Brown micropipette puller(Sutter 

Instrument Co., Novato, CA, USA)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cDNA 혼합물을 

GELoader를 이용하여 미세주입관 (microinjection tube)에 주입하고, Eppendorf 

5246 microinjector(Eppendorf)에 연결된 홀더에 삽입하 다. 위상차 도립현미경

(TE 2000, Nikon)하에서 Eppendorf 5171 micromanipulator (Eppendorf)를 이용하

여 세포의 핵 중앙에 관 끝이 위치하도록 한 다음 주입하 고, 주입되는 cDNA의 

양은 압력(100~200 hPa)과 주입시간(0.2~0.4 초)에 의해 조절되었다. 특정 단백질을 

성공적으로 발현하는 세포는 cDNA 주입 후 14-24 시간에 epifluorescence 유닛

(B-2A filter cube, Nikon)이 장착된 도립현미경 (Nikon)하에서 GFP가 내는 녹색

형광을 관찰하여 알 수 있었다. 

2.4. 실험용액 및 약물

2.4.1. 실험 용액

  칼슘전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전극 내 용액의 조성(mM)은 120 N-methyl- 

D-glucamine(NMG) methanesulfonate(MS), 20 tetraethylammonium(TEA)-MS, 20 

HCl, 11 EGTA, 10 HEPES, 1 CaCl2, 4 MgATP, 0.3 Na2GTP, 14 tris- 

phosphocreatine(pH 7.2, 290 mOsm)으로 이루어졌다. 세포외 관류액의 조성(mM)

은 155 tris[hydroxymethyl]aminomethane, 20 HEPES, 10 glucose, 10 CaCl2, 

0.0003 tetrodotoxin(TTX) (pH 7.4, 320 mOsm)으로 하 다. COS-7 세포 내 G 단

백질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실험에서는 전극 내 용액에 2 mM guanosine 5'-[β

-thio]diphosphate trilithium salt(GDP-βS)와 0.5 mM guanosine 5'-[β,γ-im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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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hosphate trisodium salt (Gpp(NH)p)을 각각 포함시켜 사용하 다.

2.4.2. 약물

  Oxotremorine M(Oxo-M), norepinephrine(NE), thyrotropine releasing 

hormone(TRH), staurosporine, GDP-βS, 그리고 Gpp(NH)p는 Sigma로부터 구입하

다. 백일해 독소(Pertussis toxin, PTX)과 광견병독소(pasteurella multocida 

toxin, PMT)은 List Biological Laboratory(Campbell, CA, USA)로부터, 

Tetrodotoxin(TTX)과 GF109203X는 Tocris(Avonmouth, Bristol, U.K.)로부터,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PMA)와 4α-PMA는 Calbiochem(Germany)로부터 

구입하 다. Staurosporine, 4α-PMA, PMA, Gpp(NH)p는 DMSO에 사용 농도의 

1000배 이상으로 농축하여 stock으로 만들었으며, 나머지 약물들은 3차 증류수에 

녹여 만들었다. 약물은 7-array-polyethylene tube와 연결된 가스크로마토그라피용 

모세관 끝을 신경세포의 100 ㎛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 중력에 의해 세포에 가

해지도록 하 다.

2.5. 칼슘전류 측정

   전압의존적 T-형 칼슘전류는 전형적인 whole-cell patch-clamp방법으로 기록하

다(Hamil 등, 1981; Jeong 및 Ikeda, 1998). 전극은 Corning 7052 borosilicate 

glass capillary(외경-1.65 ㎜; 내경-1.2 ㎜, Garner Glass Co., Claremont, CA, USA)

로부터 P-97 Flaming-Brown micropipette puller(Sutter Instrument Co.)를 사용하

여 만들었다. 만들어진 전극은 Sylgard 184로 코팅을 하고 microforge로 열처리하

여 다듬었고, 전극내부에 용액을 채웠을 때 저항이 2~3 ㏁이 되는 것을 사용하

다. 세포가 들어 있는 배양접시를 도립현미경(Nikon)위에 올려놓고, 세포외액을 중

력에 의해 약 1~2 ml/min 속도로 관류되도록 하 다. 세포막의 전기용량

(membrane capacitance)과 직렬 저항(series resistance)은 patch-clamp amplifier 

(Axopatch 1D, Axon Instruments, Foster city, CA, USA)에 내장된 기능으로 80% 

이상 보정하 다. 전압자극 프로토콜 생성 및 칼슘전류의 기록은 ITC-18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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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기 (Instrutech, Port Washington, NY, USA)가 연결된 맥킨토시 컴퓨

터에 장착되어 있는 S5 (Stephen R. Ikeda 박사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칼슘

전류는 2~5 kHz로 low pass filter(-3dB: four-pole Bessel)한 뒤, 컴퓨터의 하드디

스크에 저장하 고, IGOR PRO(Wave-Metrics, Lake Oswego, OR, USA)로 분석하

다. 모든 실험은 실온(20~22℃)에서 시행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전류 측정장

치는 그림 4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2.6. 데이터 분석 및 통계처리

  모든 데이터 분석과 그래프 구성을 위해 IGOR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전류의 

크기는 전류의 최대치에서, 그리고 자극 펄스 시작 200 ms에서 각각 측정하 다. 

세포막 전기용량(Cm)은 20 ms, 10 mV 과분극 자극을 가한 뒤 얻은 용량전류

(capacitative current)의 면적을 측정하는 IGOR 매크로를 사용하여 구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통계적인 의의는 Student t-검정(unpaired)이

나 필요한 경우 one-way ANOVA와 post-hoc t-검정으로 확인하 다. p<0.05 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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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포 핵 내 cDNA 주입방법. Eppendorf microinjection system 

(Eppendorf 5246 transjector /5171 micromanipulator)을 이용하여 효소처리에 의

해 분리된 상경신경절 신경세포의 핵 내에 T-형 칼슘채널 및 수용체를 코딩하는 

cDNA를 100-200 hPa 사이의 압력으로 주입(pressure injetion) 하 다. 이때 발현 

marker로 GFP를 코딩하는 cDNA(pEGFP-N1)를 같이 주입시켜 발현시킨다. 모든 

cDNA 들은 CMV 프로모터가 있는 포유동물 발현 벡터 (pCDNA 3.1, pCI 등)에 

subcloning 된 것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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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V promoter

insert

SV40 poly(A)

Mammalian
vector

+

EGFP

5' chimeric intron

CMV promoter

insert

SV40 poly(A)

Mammalian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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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막전압 고정법에 의한 이온채널 전류 측정 장치의 set-up. Patch-clamp 

전용 software(S5)를 이용하여 만든 펄스 프로토콜로 고정하고자 하는 전압(Vcom)

을 A/D converter(ITC-18)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patch-pipette을 통하여 

세포에 전달하고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채널의 활성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전압

을 점(null)하기 위해 증폭기(Axo-1D)를 통하여 흘려주는 전류(Icell)를 다시 디

지털로 전환하여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함. 

V com

I cell

+

R f

COS 7 cells

V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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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과

3.1 COS-7 세포에 이종발현 된 T-형 칼슘채널 아형들의 전기적  

특성

   T형 칼슘채널아형의 세 가지 클론, 즉, 쥐 α1G(Perez-Reyes 등, 1998),  사람  

α1H(Cribbs 등, 1999), 그리고 쥐  α1I(Lee 등, 1999a)를 CaPO4 transfection 방법

으로 COS-7 세포에 각각 일시적으로 발현(transiently expressed)시켰을 때, 전형적

인 T-형 칼슘전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3). 전하운반체로 10 mM Ca2+을 사용

하 고, COS-7 세포를 -100 mV로 고정하고 -80 mV에서 +45 mV까지 5 mV씩 증

가하는 테스트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류를 기록하 다. 모든 T-형 칼슘채널 

아형들은 -60 mV 근처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30 mV에서 최대치의 전류 

(peak current)를 나타내었으며 역전전압(reversal potential)이 약 +50 mV로 기록

되었다. 또한 HVA 칼슘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criss-crossing" 패턴, 즉,  테스트 

펄스의 크기가 탈분극방향으로 증가할수록 전류의 비활성이 점점 커지면서 전류 

trace들이 서로 겹치는 전형적인 T-형 칼슘채널의 전압-전류모양 관계가 나타났다. 

이전에 Xenopus oocyte와 HEK 293 세포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Lee 등, 1999a), 

α1I는 "transient"의 전류모양을 보여주지만 다른 두 아형인 α1G와 α1H에 비해서

는 그 활성(activation)과 비활성(inactivation)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2.  COS-7에 이종 발현된 수용체의 활성이 T-형 칼슘채널에 미

치는 향

   과거의 몇몇 연구를 통해 자연적 조직(native tissue)에 발현되어 있는 T-형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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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채널이 protein kinase C의 활성을 조절하는 이차 신호전달물질(second 

messenger)이나 화학조절물질(chemical modulator)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보고 

되었다(Perez-Reyes,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G 단백질-protein kinase 

C(PKC)의 신호전달에 연결되어진 M1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활성화 시켰을 때 세 

가지 T-형 칼슘채널아형 들이 조절되는 지를 관찰하 다. 이를 위해 각 T-형 칼슘

채널 아형과 M1 수용체를 COS-7 세포에 함께 발현시켰다. 그림 3의 전압-전류 곡

선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최대 T-형 칼슘전류를 얻기 위하여 COS-7 세포를 -100 

mV로 고정하고 -30 mV로 테스트 펄스를 0.1 Hz 빈도로 가하 다. M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Oxo-M (100 μM)을 가하 을 때 α1G와 α1H는 거의 향을 

받지 않은 반면, α1I 칼슘전류만이 선택적으로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그림4). 

Oxo-M은 칼슘전류의 활성(activation) 및 비활성(inactivation)의 속도를 증가 시켰

는데 그 정도는 비활성속도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peak 전류의 크기는 약

간 억제된데 반해 300 ms의 테스트 펄스동안 그 억제 정도는 점점 크게 나타났

다. 

   다음은 M1 수용체와는 성격이 다른 α2-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활성화시켰을 

때 α1I를 조절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 다. α2 수용체는 주로 Gi/o에 연결되어 있

어 활성화되었을 때 HVA 칼슘채널의 전압의존적 억제(voltage-dependent 

inhibition)를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Hille, 1994). 그림 5A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0 μM norepinephrine(NE)을 가하여 α2 수용체를 활성화 시켰을 때 α1I 

칼슘전류에는 거의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4).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

만 NE은 다른 α1G와 α1H 칼슘전류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

른 Gi/o를 매개로 하는 M2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COS-7 세포에 발현시켜 활성화 

시켰을 때도 α2 수용체와 마찬가지로 α1G, α1H, 그리고 α1I 칼슘전류를 모두 조

절하지 못하 다(n=4)(그림 6, 7). 한편, M1 수용체와 같이(그림 4, 5B) Gq/11에 연

결되어있는 thyroid releasing hormone(TRH) 수용체(TRHR1)를 COS-7 세포에 이

종발현하고 TRH(100 nM)을 가하 을 때, α1I 전류를 억제하 다(그림 5B). TRH 

수용체의 경우에도 α1G와 α1H 칼슘채널과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T-형 α1I 칼슘전류에 미치는 각 수용체 활성의 효과를 정량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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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peak 전류의 억제 정도와 자극시작 후 200 ms에서의 전류억제 정도(T200)를 

함께 측정하 다. 그림 6에 요약된 대로 M1과 TRH 수용체의 활성에 의한 peak 

전류의 억제 정도는 각각 9±1%(n=15), 9±4%(n=4) 이었으며, T200에서의 억제 정도

는 각각 48±4%와 37±7% 이었다. 그러나 α2와 M2 수용체의 경우 peak 및  T200에

서의 전류의 억제는 5% 이하로 거의 무시할 정도의 크기를 보 다. 또한 IGOR 

프로그램의 단일지수함수기능(single exponential function)을 이용하여 전류의 활

성과 비활성 상(phase)을 각각 curve fitting하여 tau(τ)를 구하고 Oxo-M에 의한 

T-형 칼슘전류의 활성과 비활성 속도의 변화를 비교하여 이를 그림 7에 요약하

다. M1 수용체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 T-형 α1I 칼슘 전류의 활성 τ는 20±1 ms에

서 13±2 ms로, 비활성화 τ는 193±32 ms에서 102±13 ms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tau의 값이 감소할수록 속도는 빨라지는 상관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TRH 수용체의 경우에도 T-형 칼슘전류의 활성 τ는 25±1 ms에서 18±1 ms로, 비

활성 τ는 282±10 ms에서 189±2 ms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와는 

다르게 α2 수용체의 경우 NE을 가하기 전 후의 활성 τ는 27±6 ms와 24±4 ms로, 

비활성 τ는 353±24 ms와 339±20 ms로 차이가 전혀 없었다. α2 수용체를 발현한 

경우 NE를 가하기전의 T-형 칼슘전류의 비활성화 속도가 tonic하게 감소되어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COS-7 세포에 이종발현 된 T-형 칼슘채널의 세 아형들 중에 α1I가 Gq/11에 

연결되어있는 수용체인 M1 및 TRH 수용체의 활성에 의해 선택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주로 칼슘채널의 비활성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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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COS-7 세포에 T-형 칼슘채널아형 들의 이종발현(heterologous 

expression). T-형 칼슘채널의 세 아형들(α1G, α1H, α1I)을 CaPO4 방법으로 COS-7 

세포 내에 이종 발현시킨 후 전형적인 T-형 칼슘전류를 기록하고, 이를 전압-전류 

(I-V) 관계로 표시하 다.

Inset: 세포를 -100 mV에 고정하고 -80 mV부터 +45 mV까지 일정 전압간격으로 증

가하는 자극프로토콜 (I-V)을 사용하여 전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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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1 무스카린성 수용체 활성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선택적 조절. 

COS-7 세포에 T-형 칼슘채널의 각 아형과 M1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함께 발현 

(co-expression)시켰을 때 칼슘전류의 변화를 관찰하 다. 세포를 -100 mV에 고정

하고 -30 mV로 테스트 펄스(300 ms)를 매 10초마다 가하여 peak 전류를 기록하

고, M1 수용체의 선택적 효현제인 oxotremorine(Oxo-M)를 100 μM 가하 을 때

와 가하지 않았을 때(Control)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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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형 α1I 칼슘전류에 여러 종류의 수용체 활성이 미치는 효과. COS-7 

세포에 α1I와 함께 α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M1 무스카린성 수용체, 또는 TRH1 

수용체를 각각 발현시켰다. 세포를 -100 mV에 고정하고 -30 mV로 테스트 펄스

(300 ms)를 매 10초마다 가하여 얻은 전류를 기록하 고, α2 수용체, M1 수용체, 

그리고 TRH1 수용체의 효현제인 NE(10 μM), Oxo-M(100 μM), TRH(500 nM)를 

각각 가하 을 때와 가하지 않았을 때(Control)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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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형 α1I 칼슘전류의 크기에 여러 종류의 수용체 활성이 미치는 효과 

요약.  T-형 α1I 칼슘전류의 peak와 테스트 펄스 기간의 200 ms(T200)에서 측정된 

전류의 억제정도를 활성화된 수용체 종류에 따라 비교하 다. COS-7 세포를 -100 

mV에 고정하고 -30 mV로 test pulse(300 ms)를 매 10초마다 가하여 얻은 전류를 

기록하 다.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실험례수(n)은 4-1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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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형 α1I 칼슘전류의 키네틱에 여러 종류의 수용체 활성이 미치는 효

과 요약. T-형 α1I 칼슘전류의 활성 및 비활성 속도(τ)를 IGOR 프로그램의 단일

지수한수(single exponential function)를 이용하여 curve fitting 한 후 얻었다. 

COS-7 세포를 -100 mV에 고정하고 -30 mV로 test pulse(300 ms)를 매 10초마다 

가하여 얻은 전류를 기록하 다.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실험례

수(n)은 4-15 임.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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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형 α1I 칼슘채널 사람 variant인 hα1I-LT9의 조절

   

   T형 α1I 칼슘채널이 쥐 뇌의 cDNA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에 의해 처음 클로닝

(Lee 등, 1999a) 된 이후로 사람의 뇌에 발현되는 α1I variant가 발견되었다. 이 클

론은 그림 8A에 나타낸 것 같이 C 말단 부위가 쥐의 그것보다 약 1.2 kb가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hα1I-LT9으로 명명되었다(Gomora 등, 2002). HVA 칼슘채널의 

경우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전압의존적 조절에 있어 C 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보고가 있었다(Qin 등, 1997). 따라서 T-형 칼슘채널의 경우 C-말단이 

truncated 된 쥐 α1I와 비교하여 hα1I-LT9의 조절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

다. 이를 위해 COS-7 세포에 hα1I-LT9와 M1 수용체를 같이 발현시켰다. 세포를 

-100 mV로 고정하고 -30 mV로 테스트 펄스를 가하 을 때 전형적인 T-형 칼슘전

류를 유발하 다(그림 8B). Oxo-M(100 μM)를 가하 을 때 hα1I-LT9 칼슘전류를 

억제하 는데 (n=5) 그 크기나 전류의 활성 및 비활성 속도를 빠르게 하는 억제 

양상은 쥐 α1I의 그것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T-형 

α1I 칼슘전류의 조절에는 C 말단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시사하 다. 따라서 이

후의 모든 실험에서는 쥐  α1I를 발현하여 사용하 다.

3.4. Gq/11에 연결된 수용체 활성에 의한 상경신경절 세포에 이종 

발현된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

   

   T-형 α1I 칼슘채널은 다른 아형과는 다르게 주로 뇌 조직에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Lee 등, 1999a; Talley 등, 1999). 따라서 T-형 α1I 칼슘채널이 신경세포에

서도 COS-7 세포에서와 같은 패턴으로 조절되는 지 확인하 다. 이를 위해 상경

신경절 세포 핵 내에 α1I를 코딩하는 cDNA를 미세주입하여 발현시켰다. 상경신

경절은 과거에 HVA 칼슘채널, M 채널(muscarine-sensitive 포타슘채널), GIRK(G 

protein-activated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channel)와 같은 이온채널들의 조

절을 연구하는 데 이상적인 모델 세포로 많이 이용되어져 왔다(Hille, 1994; Ik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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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unlap, 1999). 먼저 T-형 칼슘채널이 발현되지 않는 대조군 세포를 -100 mV

로 고정하고 -100 mV에서 +80 mV로 변하는 ramp 자극을 가하 을 때 -20 mV에

서 활성되기 시작하여  +10 mV에서 최대전류를 나타내는 HVA 칼슘전류만이 기

록되었다(그림 9A). T-형 α1I 칼슘채널이 발현된 세포의 경우는 낮은 전압(-50 

mV)에서 활성화되어 -30 mV에서 최대전류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T-형 전류가 기

록되고 이는 전압-전류관계에서 “hump" 로 관찰될 수 있었다(그림 9B). 먼저, 상

경신경절 세포에 자연적으로 발현되어 있는(natively expressed) 수용체인 M1 수

용체를 활성화시켰을 때 T-형 α1I 칼슘채널이 억제되는 지를 확인하 다(그림 

9C). 상경신경 세포를 -100 mV로 고정하고 -30 mV로 테스트 펄스를 가하 을 때 

나타나는 peak 전류는 Oxo-M(100 μM)에 의해 peak와 T200에서의 전류가 현저히 

억제되고, 특히, 칼슘전류의 비활성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n=7). 이러한 결과는 COS-7 세포에서 관찰되어진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편, 

T-형 α1I 칼슘채널이 Gq/11에 연결된 수용체 활성에 의해서 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P2Y2 퓨린성 수용체 (hP2Y2R)를 상경신경절 세포에 이종발

현 시켰다. P2Y2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UTP (100 μM)에 의해 역시 peak

와 T200에서의 전류가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9D). 다른 일

련의 실험에서 α2 수용체를 테스트한 결과 COS-7 세포에서와 마찬가지로 α1G와  

α1H에는 아무 향을 주지 못했다(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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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람 DNA 라이브러리로부터 클로닝 된 T-형 α1I 칼슘채널 (hα1I-LT9) 

전류에 미치는 Oxo-M의 효과. (A) 쥐와 사람의 T-형 α1I 칼슘채널을 코딩하는 

유전자간의 크기 비교. (B) OxoM(100 μM)에 의한 hα1I-LT9 전류의 억제. COS-7 

세포에 T-형 hα1I-LT9 칼슘채널과 M1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함께 발현 

(co-expression) 시켰으며, 세포를 -100 mV에 고정하고 -30 mV로 test pulse(300 

ms)를 매 10초마다 가하여 얻은 전류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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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경신경절 세포에 이종발현된 T-형 α1I 칼슘채널의 Gq/11-coupled 수

용체 활성에 의한 억제. 상경신경절 세포에 (A) GFP 또는 (B) GFP+T-형 α1I 칼

슘채널을 코딩하는 cDNA를 핵 내 미세주입법(intranuclear microinjection)으로 이

종 발현시켰다.  칼슘전류는 -100 mV에서 +80 mV로 변하는 ramp를 가하여 기록

하 고, T-형 α1I 칼슘채널 발현의 유무는 낮은 전압에서 나타나는 'hump'로 확인

하 다. (C) 상경신경절 세포에 발현된 T-형  α1I 칼슘 전류에 미치는 Oxo-M의 

효과 (D) 상경신경절 세포에 이종 발현된 사람 퓨린성 수용체 hP2Y2의 UTP(100 μ

M)에 의한 활성이 T-형  α1I 칼슘 전류에 미치는 효과. (C)와 (D)의 경우 세포를 

-100 mV에 고정하고 -30 mV로 테스트 펄스(300 ms)를 매 10초마다 가하여 전류

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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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T-형 α1I 칼슘채널억제에 관여하는 G 단백질 아형의 동정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다른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와 마찬가지로 seven trans- 

membrane spanning 단백질 아과에 속하며 heterotrimeric G 단백질에 연결되어 

있다(Caufield, 1993). 따라서 기본적으로 M1 수용체 활성에 의한 T-형 α1I 칼슘 

전류의 억제가 G 단백질에 의해 매개되는 지를 확인하 다. 먼저 가수분해가 되

지 않는 GTP 아날로그인 Gpp(NH)p(0.5 mM)를 M1 수용체와 T-형 α1I 칼슘채널

이 함께 발현된 COS-7 세포내로 patch 전극을 통해 dialysis 시켰다. Gpp(NH)p는 

G 단백질의 α 소단위에 단단히 결합하여 수용체의 활성과는 상관없이 G 단백질

을 비가역적으로 활성화 시키게 된다. 그림 10A에 나타낸 것과 같이 Gpp(NH)p는 

T-형 α1I 칼슘전류를 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시켜 약 5분 후 그 억제정도가 최대

치를 나타냈다. Gpp(NH)p에 의해 나타나는 억제 현상은 oxo-M에 의한 그것과 

매우 유사하 다(그림 10A, Inset). Gpp(NH)p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항정상

태(steady-state) 억제 후 Oxo-M을 가하 을 때 더 이상의 억제가 일어나지 않았

다 (그림 10A, 10B).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GDP 아날로그 인 GDPβS는 GTP가 G 단백질의 α 소단

위에 결합하는 것을 상경적으로 방해하여 신경전달물질이 G 단백질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다(Eckstein 등, 1979; Holz 등, 1986). 그림 

10C는 M1 수용체 활성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에 미치는 GDPβS(2 

mM)의 효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GDPβS를 10 분 동안 COS-7 세포 내로 

dialysis 시켰을 때 Oxo-M에 의한 T200에서의 칼슘전류억제를 48±4%(n=15)에서 

4±1% (n=4)로 유의하게(p<0.01) 감소시켰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 결합될 수 있는 G 단백질은 크게 콜레라독소(cholera 

toxin, CTX)에 민감한 Gs, 백일해 독소(PTX)에 민감한 Gi/o, 광견병독소(PMT)에 

민감한 Gq/11, 그리고 G12/13 아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M1 수용체는 

Gq/11에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

의 억제가 Gq/11에 의해 매개되는 지를 확인하 다. 이를 위해  COS-7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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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ction시킨 후에 PTX(500 ng/ml)이나 PMT(1 μg/ml)가 들어 있는 배양액에

서 18-24 시간 배양을 하 다. PTX는 ADP ribosylation에 의해 수용체로부터 G 

단백질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West 등, 1985) PMT의 작용메커니즘

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PTX를 처리 한 후에도 

Oxo-M은 T-형 α1I 칼슘전류를 peak와 T200에서 각각 16±4%(n=8)와 54±6%(n=8) 

억제를 하 고 대조군에서의 값들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억제

가 약간 항진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 다(그림 11A, 11B). 칼슘전류의 활성 및 

비활성 τ도 대조군에서와 마찬가지로 18±2ms와 193±39ms에서 12±1ms와  

90±16ms로 감소하 다(그림 11A, 11C). 이와는 반대로 PMT의 전 처치는 Oxo-M

에 의한 칼슘전류의 억제를 현저하게 감소시켜 peak 전류의 억제는 거의 나타나

지 않았으며 T200에서의 억제도 7±2%로 매우 미미 하 고, 칼슘전류의 키네틱도 

거의 대조군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그림 11). 이상의 결과로부터 M1 수용체의 활

성에 의한 T-형 α1I 칼슘채널의 조절은 Gq/11 단백질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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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 단백질에 의해 매개되는 T-형 α1I 칼슘채널의 조절. (A) Test pulse

의 200 ms에 측정된 T-형 칼슘전류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patch pipette 내에 

Gpp(NH)p (0.5 mM)를 넣어 COS-7 세포 내로 dialysis 시켰다. 이때, 세포를 -100 

mV에 고정하고 -30 mV로 test pulse(300 ms)를 매 10초마다 가하여 전류를 기록

하 다. Inset: Gpp(NH)p에 의한 효과가 항정상태에 있을 때 OxoM가 칼슘전류에 

미치는 효과,  (B) OxoM에 의한 peak 및 T200 칼슘전류 억제에 미치는 Gpp(NH)p

의 효과 요약, (C) GDPβS(2 mM)를 세포 내로 dialysis 시켰을 때 oxoM에 의한 

칼슘전류억재에 미치는 효과 요약. (B)와 (C)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

하 고 실험례수(n)은 4-15 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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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 조절에 관여하는 G 단백질 아형 동

정 (identification) (A) T-형 α1I 칼슘전류억제에 미치는 PTX 및 PMT의 효과. 

COS-7을 PTX(500 ng/ml)와 PMT(1 μg/ml)로 18 시간동안 전 처치 한 후 peak 

전류에 미치는 Oxo-M의 효과를 기록하 다. (B) peak와 T200에서 Oxo-M에 의한 

칼슘전류억제 및 (C) 칼슘전류의 비활성 속도 증가(C)에 미치는 PTX 및 PMT의 

효과 요약. (B)와 (C)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실험례수(n)는 

4-15 임.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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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T-형 α1I 칼슘채널억제에 관여하는 Gq/11 단백질의 active 

moiety 동정

   Gq/11 단백질이 활성화 되면 Gα와 Gβγ의 두 소단위로 분리가 되어 각각의 

down-stream target에 작용하게 된다. HVA 칼슘채널의 경우 Gβγ가 칼슘채널에 

직접 결합함으로써 전압의존적 억제를 유발한다고 하 다(Herlitze 등, 1996; 

Ikeda, 1996; De Waard 등, 1997; Zamponi 등, 1997; Furukawa 등, 1998). 따라서 

다음 실험에서는 M1 수용체에 의한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에 직접 관여하는 

Gq/11 단백질의 active moiety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Gα 또는 Gβγ 

소단위가 관여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실험전략은 각각의 소단위를 선택

적으로 완충하는 완충제(buffer 또는 chelator)를 COS-7 세포에 과발현

(overexpression)시키는 것이었다. 먼저 GTP가 결합되어 활성화된 GTP-Gq/11 α 

subunit를 완충한다고 알려진 EGFP-tagged phospholipase Cβ1-C-terminus (PLCβ

1-ct)를 과발현 시켰다(Wu 등, 1993). PLCβ1-ct가 과발현된 COS-7 세포에서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

며(p<0.05), 이와 일치하여 칼슘전류의 활성 및 비활성 키네틱의 변화도 거의 억제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2). 흥미롭게도 Oxo-M에 의해 peak 칼슘전류의 크

기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다음은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에 

있어 Gβγ의 역할을 확인하기위하여 transducin(Gαtr)을 COS-7 세포에 과발현 시

켰다. Transducin은 망막(retina)에서 발견되는 Gα (Conklin and Bourne, 1993)로 

세포 내에 발현되면 GDP이에 결합된 상태로 주로 존재하여 Gβγ에 대해 높은 친

화력(affinity)을 가지고 있다 (Slepak 등, 1995; Ikeda, 1996; Jeong and Ikeda, 

1999). 그림 13A에 요약된 대로 transducin을 과발현하는 COS-7 세포에서 Oxo-M

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1). 

뿐만 아니라 Oxo-M에 의한 칼슘전류의 활성 및 비활성 키네틱 변화는 통계적으

로 차이가 없었다. Transducin에 더하여 Gβγ을 chelation하기 위해 G 

protein-coupled receptor kinase 2 (GRK2)의 C 말단(GRK2-ct)을 테스트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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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K2-ct는 kinase 활성은 제거되고, Gβγ에 대한 강한 결합력만 가지고 있다. 세포

막에 targetting이 잘되도록 myristic acid attachment signal(Toby 등, 1997)을 N-

말단에 붙여놓은 MAS-GRK2-ct를 COS-7세포에 발현시켰을 때, transducin과 마찬

가지로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되었으며(p<0.05), 이와 일치하여 칼슘전류의 활성 및 비활성 키네틱의 변화도 거

의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3B). 이상의 결과로부터 M1 수용체에 의한 

T-형 α1I 칼슘채널의 조절에 Gq/11의 Gα와 Gβγ 소단위가 모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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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 조절에서의 Gq/11 α의 역할. (A) 대

조군 및 (B) PLCβ1-ct를 과 발현시킨 COS-7 세포에서의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 효과, (C), (D) PLCβ1-ct를 과발현이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 

및 비활성속도에 각각  미치는 효과요약. (C)와 (D)의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

로 표시하 고, 실험례수(n)는 3-4 임.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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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 조절에서의 Gβγ의 역할. G 단백질  

βγ 소단위를 완충(buffering)하는(A) transducin(Gαtr)과 (B) MASGRK2-ct과발현이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 억제 효과와 키네틱 변화에 미치는 향을 비

교 요약하 다.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실험례수(n)은 4-5 임.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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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T-형 α1I 칼슘채널억제의 메커니즘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에 protein kinase가 관여하는 지를 

확인하기위해 broad-spectrum kinase 차단제인 staurosporine을 테스트하 다. 그

림 14에 요약된 대로 M1 수용체와 α1I가 함께 발현되어 있는 COS-7 세포에 

staurosporine(1 μM)을 5 분간 전 처리한 후 Oxo-M을 가하 을 때 peak와 T200에

서의 칼슘전류 억제가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Gq/11 

단백질은 PLC-DAG-PKC cascade와 같은 downstream의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 

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에 PKC가 관여하는 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 다. 먼저 수용체-Gq/11 활성을 by-pass 하여 PKC를 직접적으

로 활성화시키는 PMA(500 nM)를 가하 을 때 시간 의존적으로 T-형 α1I 칼슘전

류를 억제하 다. PMA에 의한 억제 양상은 Oxo-M에 의한 그것과 매우 유사하

다(그림 15A). 뿐만 아니라 peak 및 T200에서의 칼슘전류 억제정도(inhibition %)가 

PMA와 Oxo-M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그림 15B). 한편, PMA의 negative control인 

4α-PMA에 의해서는 T-형 α1I 칼슘전류를 유의하게 억제하지 않았다(n=4). 마지막

으로 PKC의 선택적인 차단제인 GF109203X(500 nM)를 5분간 전처치하 을 때 T-

형 α1I 칼슘전류에 미치는 Oxo-M의 효과가 거의 차단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림 16) 이상의 결과로부터 COS-7 세포에서 M1 수용체 활성에 의한 T-형 α1I 칼슘

태널의 조절은 최종적으로 PKC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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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 억제에 미치는 staurosporine의 효

과 요약. Staurosporine(1 μM)을  5분간 전 처치 한 후 Oxo-M(100 μM)의 효과를 

control과 비교하 다.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실험례수(n)은 3

임.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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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KC 활성이 T-형 α1I 칼슘전류에 미치는 효과 (A) PMA(500 n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 (B) PMA와 Oxo-M에 의한 칼슘전류의 억제 비교 

요약.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실험례수(n)는 4-1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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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KC 억제가 T-형 α1I 칼슘전류에 미치는 효과 (A) GF109203X (500 

nM) 전처치가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억제에 미치는 효과 (B) 

GF109203X의 효과 요약.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실험례수(n)는 

4-1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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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고찰

      

   지금까지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전압의존적 칼슘채널의 조절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시냅스전달(synaptic transmiss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HVA 칼슘채널에 그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N-, P/Q-, 및 R-형 칼슘채널의 G 단백질에 

의한 membrane-delimited 억제와 L-형 칼슘채널의 cAMP 의존적 인산화과정에 

의한 항진 등의 구체적인 조절 메커니즘이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비교적 잘 확립

되어 있다(Ikeda and Dunlap, 1999; Dolphin 2003). 이에 비해 T-형 칼슘채널의 

조절은 여러 조직에서 연구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의 활성에 의한 조절

이 보고가 된 경우에도 조직에 따른 변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T-형 칼슘채널의 조

절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메커니즘이 분자수준에서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실정에 있다(Dolphin 1995; Kostyuk 1999). 최근에 T-형 칼슘채널의 세 아형(α1G, 

α1H, α1I)들이 클로닝되어 유전자의 염기서열들이 잘 밝혀졌고(Cribbs 등. 1998; 

Lee 등, 1999a; McRory 등, 2001; Perez-Reyes 1998; Williams 등, 1999), 이에 따라 in 

situ hybridization, Nothern blot, RT-PCR 같은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확

인한 결과 T-형 칼슘전류가 기록되는 조직의 대부분(예외, 골반신경절 세포)에서 

적어도 두 종류이상의 아형들이 발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Monteil 등, 2000; 

Perez-Reyes 등, 1998; Talley 등, 1999; Williams 등, 1999). 따라서 만약 신경전달

물질이 미치는 향이 무엇인지 각 T-형 칼슘채널 아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조직에 따라 여러 조합으로 혼합된(mixed) T-형 칼슘전류의 조절에

서의 변이(variability)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HVA 칼슘채널

과는 달리 T-형 칼슘채널의 경우 각 아형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차단제가 현재까

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 조직에서 특정 아형만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의 한 보고에서 골반신경절 세포가  α1H T-형 칼슘채널아

형만을 기능적으로 발현한다고 하여 α1H의 특성 및 조절 연구에 유용한 모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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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 제안된 바가 있다(Lee 등, 2002). 그러나 나머지 α1G나 α1I만을 발현하는 

자연적 조직이 보고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종발현시스템에 각 T-

형 칼슘채널의 아형과 수용체를 발현시켜 자연적 조직과 비슷하게 재구성하거나, 

T-형 칼슘전류가 기록되지 않는 자연적 조직에 각 아형을 이종 발현시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종발현시스템으로 신장에서 유래된 섬유

모세포(fibroblast)인 COS-7 세포와 N-형 HVA 칼슘채널이 주로 발현되는 상경신

경절 세포를 선택하여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T-형 칼슘채널 아형들 (α1G, α1H, 

α1I)의 조절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주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첫째, COS-7 세포에 세 가지 T-

형 칼슘채널 아형들(α1G, α1H, α1I)을 이종발현시켰을 때 Gq/11 protein에 연결

된 (coupled) 수용체 활성에 의해 α1I가 선택적으로 조절되었고, 둘째, 그 조절은 

T-형 α1I 전류의 비활성화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세포 내로 들어오는 칼슘의 유

입양을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이러한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

에는 주로 Gq/11-PLC-DAG-PKC의 신호전달에 의한 인산화과정이 관여하 다(그

림 17).

   HEK 293세포나 oocytes에서 관찰되어진 바와 같이(Lee 등, 1999b; Perez-reyes 

등, 1998) T-형 칼슘채널 α1G와 α1H는 COS-7 세포에 이종 발현되었을 때 비교적 

빠른 활성과 비활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자연적 T-형 칼슘채널의 특성을 보여주

었고, α1I는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키네틱을 나타내었다. T-형 α1I 칼슘채널의 느

린 활성 및 비활성 키네틱은 α1I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시상신경세포(thalamic 

neuron)에서도 관찰되어지기 때문에 Xenopus oocyte, HEK 293 세포(Lee et al. 

1999a), COS-7 세포 등을 포함한 이종발현 시스템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T-형 칼슘채널 아형들 간의 뚜렷한 생물리학적 차

이가 반 되듯이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조절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α1G와 

α1H는 Gi/o 또는 Gq/11에 연결된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 전혀 향을 받지 않은데 반해, α1I는 Gq/11에 연결된 수용체를 활

성화 시키는 신경전달물질(Oxo-M, TRH, UTP)에 의해 선택적으로 억제되었고, G 

단백질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VA 칼슘채널(N-, P/Q-, R-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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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신경전달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Gi/o에 연결된 수용체가 활성화 되면 전

압의존적 억제가 된다고 잘 알려져 있다(Hille, 1994; Ikeda and Dunlap, 1999). 그

러나 T-형 칼슘채널의 경우는 기능적으로 Gi/o에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과거 대부분의 조직에서 관찰된 negative 결과와 일치하 다. 과거에 포유동

물의 일부 조직에서 T-형 칼슘채널을 억제시킨다고 알려진(Anwyl 1991; Kostyuk 

1999) 도파민, opioid, GABA 등도 본 연구에 앞서 수행된 예비실험에서 테스트하

는데 이들 신경전달물질 모두 세 가지 T-형 칼슘채널 아형에 아무런 향을 주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Jeong SW, unpublished data). Gi/o에 연결된 수

용체는 주로 cAMP에 의존적인 protein kinase A (PKA)를 억제하거나 항진시켜 

down-stream signaling을 일으키는 데 T-형 칼슘채널은 세포 내 cAMP의 농도 변

화에 의해 전혀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Perez-Reyes, 

2002). 따라서 왜 과거에 일부 특정 조직에서 T-형 칼슘채널이 Gi/o에 연결된 수

용체의 활성에 의해 조절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자연적 조

직에서 T-형 칼슘채널이 PMA(PKC activator)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이 여러 보고

들을(예, Schroeder  등, 1990) 통해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T-형 칼슘채널의 

어떤 아형이 조절되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자연적 조직

에서 PMA에 의해 조절된 T-형 칼슘채널의 아형이 α1I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T-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 양상은 전류의 peak 크기가 약간 감소되고, 활성 및 

비활성 속도가 빨라져서 T200에서 전류의 크기가 현저히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T-형 칼슘전류의 키네틱은 allosteric model로 설명되는데 이는 전

압의존적인 활성과정(activation process)과 본질적으로 전압비의존적인 비활성과정

(inactivation process)이 접하게 연결(coupling)되어 있다는 것이다 (Frazier 등, 

2001; Serrano 등 1999).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신경전달물

질에 의해 T-형 α1I 칼슘전류 비활성속도의 현저한 증가는 전류활성속도도 동반하

여 증가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류크기 감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α1G와 α1I 사이의 키메라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T-형 칼

슘채널의 키네틱을 결정하는 부위가 Na
+
 채널 Eaholtz 등, 1994; West et al. 1992)



- 47 -

이나 shaker K
+
 채널(Choi 등, 1991; Kukuljan 등, 1995)에서처럼 제한 된 부위가 

아니고 HVA 칼슘채널(For review, see Stotz and Zamponi, 2001)과 비슷하게 다

양한 채널 내의 구조들이 관여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Park JY and Lee JH, 

personal communication). 앞으로 이들 구조들 중 T-형 α1I 칼슘채널의 비활성의 

주된 부위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이 비활성 gate와 신경전달물질 작용의 

최종 target 부위와의 상관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brain 라이브러리로부터 클로닝된 T-형 α1I 칼슘채널은 α1Ia와 α1Ib의 

두 가지 alternative splicing variant로 이루어져 있는 데 α1Ib는 33번째 exon(13개 

아미노산, 39 base pair)의 deletion에 의해 α1Ia 보다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 C-말

단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두 splicing variant를 HEK 293 세포에 이

종 발현 시켰을 때는 전류의 활성 및 비활성의 gating 키네틱이 차이가 없었지만,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 NG 108-15 세포에 발현시켰을 때는 1.5~2 배 정도 

더 빨라지고, α1Ia에 비해 α1Ib가 더 빠르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결과를 종합

해보면 splicing variant의 종류, 발현시스템이나 C-말단의 구조에 따라 T-형 α1I 

칼슘채널의 gating이 세팅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Chemin 등, 2001). 이러

한 가능성은 α1I가 많이 발현되는 시상세포에서 기록된 T-형 칼슘전류의 gating 

키네틱이 HEK 293 세포에서 보다 훨씬 더 빠르고 NG 108-15 세포에서 얻은 값

들과 비슷하다는 결과가 부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고 할 수 있다(Huguenard and 

Prince, 1992; Huguenard 등, 1993; Frazier 등, 2001). 따라서 앞으로 COS-7 세포

와 시상세포와 같은 신경세포인 상경신경절 세포에 발현된 T-형 α1I의 gating 키

네틱이 서로 다른 지를 확인하면 흥미로울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를 살펴보면 쥐에서 얻은 α1I 클론은 사람의 그것(hα1I-LT9) 보다 C-말단이 약 

1.2 kb 정도 짧은 데도 불구하고 느린 gating 키네틱을 보 고, 더욱이 신경전달물

질에 의한 비활성 키네틱의 조절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Chemin 등(2001)의 보고와는 상반되고 C-말단의 길이가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아

닐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T-형 α1I 칼슘채널의 gating 중 특히 비활성 속도가 발

현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메카니즘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T-형 α1I 칼슘채널의 인산화를 들 수 있겠다. 결과에서 보면 PKC 활성에 의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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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α1I 칼슘채널의 인산화에 의해 비활성 키네틱이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간접적으로 basal state(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T-

형 칼슘채널의 탈인산화(dephosphorylation)와 인산화(phosphorylation) 사이의 균

형 정도가 세포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T-형 칼슘전류의 생물

리학적 parameter 및 PKC에 의한 조절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앞으로 T-형 칼슘채널의 탈인산화를 유발하는 

protein phosphatase를 활성화 시켰을 때 α1G와 α1H의 kinetic과 전류의 크기가 

향을 받는 지 또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α1I의 PKC 의존적 조절이 억제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T-형과 HVA(N-, P/Q, R-형) 칼슘채널의 조절에서 차이

를 살펴보면 HVA 칼슘채널억제는 membrane-delimited pathway를 통해 Gβγ 소

단위와 칼슘채널의 I-II 루프, C- 및 N-말단과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데 

비해(De Waard 등, 1997; Furukawa 등 1998;  Page 등, 1998; Quin 등, 1997), T-

형 α1I 칼슘채널의 억제는 이차전달물질(second messenger)에 의해 매개되어 PKC 

의존적 인산화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에서의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T-형 α1I와 HVA 칼슘채널 사이의 sequence homology가 약 

2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T-형 칼슘채널에는 Gβγ subunit가 작

용할 수 있는 consensus sequence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Perez-Reyes, 2002). 그러

나 놀랍게도 최근의 한 연구에서 Gβ2γ2 라는 특정 subunit가 II-III 루프에 직접 결

합하여 T-형 α1H 칼슘채널을 선택적으로 조절한다고 하 다(Wolfe 등, 2003). 그

러나 일반적으로 Gβγ에 의해 조절되는 HVA 칼슘채널이나 GIRK 채널의 경우 Gβ

1γ1을 제외한 모든 조합의 Gβγ combination이 비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점

(Ruiz-Velasco and Ikeda, 2000)에서 Gβ2γ2만이 T-형 칼슘채널에 작용할 수 있다는 

극도의 특이성(specificity)은 현재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T-형 α1H 칼슘채널이 왜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PKC는 HVA 칼슘채널에도 작용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 T-형 α1I의 조절과 다른 점은 PKC가 HVA 칼슘채널의 세포 내 I-II 루

프의 특정부위의 인산화를 시켜 Gβγ와 루프사이의 결합력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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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조절을 오히려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Zamponi 등, 1997). 현재, HVA 칼슘채널과는 달리 T-형 칼슘채널의 경우 인산화 

부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T-형 칼슘채널의 아미노산 구조를 살펴보면 C- 및 

N- 말단, 그리고 I-II 루프에는 PKC가 작용할 수 있는 공통(consensus) sequence

가 한 개씩 존재하지만 II-III loop에는 적어도 세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그림 18). 따라서 T-형 α1I 칼슘채널의 II-III loop이 PKC에 의한 조절에 관련이 

있는 지, 관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미노산을 인산화 시키는 지를 조사해

야 할 것이다. T-형 α1I 칼슘채널의 II-III 루프에는 PKC에 의한 인산화 부위 외에 

tyrosine kinase가 작용할 수 있는 부위도 발견된다. 한 보고(Arnoult 등, 1997)에

서 spermatogenic 세포에 발현되는 T-형 칼슘채널이 tyrosine 인산화에 의해 조절

된다고 하 기 때문에 tyrosine kinase의 활성이 T-형 α1I 칼슘채널에 향을 주는 

지를 관찰하면 흥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T-형 α1I 칼슘채널이 PKC에 

의한 인산화를 통해 주로 조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Gq/11-PLC-DAG-PKC 

pathway상의 up-stream에서의 발생하는 특정 조절물질의 변화에 의해 향을 받

을 가능성도 전혀 배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예상되는 강력한 조절물질 후보로 세

포막 phopholipid 인 PIP2인데, PLC의 활성에 의해 PIP2가 DAG와 IP3로 전환되

면서 일시적으로 PIP2의 고갈이 초래될 수가 있다. 만약 PIP2가 다른 M-type K
+
 

채널, GIRK 채널, TRP 채널 등에 결합되어 조절하는 것처럼(Hardie, 2003; Lei 등, 

2003) basal state에서 T-형 α1I 칼슘채널과 결합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가 유

리 PIP2 고갈에 의해 분리된다면 비활성 kinetic에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을 것이

다.

   T-형 α1I 칼슘채널은 시상(thalamus), 후두엽(occipital lobe), 피각(putamen), 중

격의지핵(nucleus accumbens), 선조체(striatum) 등의 신경조직에 제한적으로 분포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Monteil 등, 2000; Talley 등, 1999). 따라서 이들 조직에

서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T-형 α1I 칼슘채널이 조절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T-형 칼슘채널이 특히 시상에서 firing 패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고 T-형 α1I 칼슘채널의 느린 키네틱이 firing에 큰 향을 줄 것이기 때문

에 이 조직에서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흥분성의 조절이 예상이 된다.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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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N model(see Hines and Carnevale, 1997)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연구에 의

하면 세 가지 T-형 칼슘채널 아형들 중 α1G와 α1H는 집단발사(bursting firing)에 

중요하고, α1I는 지속적인 firing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따라서 신

경전달물질에 의한  T-형 α1I 칼슘채널의 비활성 속도의 증가는 T-형 α1I의 지속

적 firing에서 집단발사로 전환시켜 신경의 기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

다. 또한 세포 내로 들어오는 Ca2+ 유입(influx)의 감소로 인한 탈분극

(depolarization) 정도의 변화 및 다른 Ca
2+ 
의존성 신호전달의 변화가 초래되어 

이와 관련된 신경기능의 변화도 예상 될 수 있다.  앞으로 α1I가 많이 발현되는 

시상그물핵 (thalamic reticular nucleus) 등에서 T-형 α1I 칼슘채널의 조절이 흥분

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T-형 칼슘채널의 세 아형 중 병태생리학적 상황에서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알려져 있는 아형은 α1G로 간질발작(seizure) (Kime 등, 2001)나 내장통증

(visceral pain)의 감각 gating (Kim 등, 2003)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

져 있다. 최근에 α1H도 사람 전립선암 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고 된 바가 있다 (Mariot 등, 2002). T-형 α1I 칼슘채널을 코딩하는 유전자인 

CACNA1I은 사람 chromosome 22q12.3-q13.2에 위치해 있는데 가족성 정신분열병

(familial schizophrenia) (Pulver 등, 1994)나 척수소뇌 보행실조(spinocerebellar 

ataxia)의 한 형태인 SCA10 (Zu 등, 1999)의 locus도 같은 위치여서 이들 신경병변

에 칼슘채널 γ2 소단위(Burgess 등, 2000)와 함께 T-형 α1I 칼슘채널의 역할이 있

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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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T-형 α1I 칼슘채널의 조절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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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T-형 α1I 칼슘채널의 세포 내 루프에서 잠재적 인산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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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COS-7 세포 및 상경신경절 세포에 이종발현된 T-형 칼슘채널이 신경전달물질 수

용체의 활성에 의해 조절되는 메커니즘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형 칼슘채널의 세 아형들(α1G, α1H, α1I) 중에서 α1I가 Gq/11에 연결된 수

용체들(M1R, TRHR1, P2Y2R)을 활성화 시켰을 때 선택적으로 억제되었다. 

2. Gi/o에 연결된 수용체들(α2R, M2R)의 활성에 의해서는 T-형 칼슘채널의 세 아

형들 모두 향을 받지 않았다.  

3.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 정도는 peak에서 보다는 T200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

데 이는 효현제에 의해 칼슘전류의 비활성화 속도가 현저히 증가되었기 때문이

다.

4. G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Gpp(NH)p나 GDP-GTP 교환을 경쟁적으로 방해하는

GDPβS를 세포 내로 넣어주었을 때, Oxo-M에 의한 M1 수용체 활성 후 일어나

는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가 차단되었다.

5.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는 PTX 전처치에 의해서는 향을 받

지 않았지만 PMT 전처치에 의해서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6. PLCβ1-ct를 세포 내에 과발현시켜 GTP-bound Gq/11 α 소단위를 buffering하

을 때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는 현저히 감소하 다.

7. Transducin이나 MAS-GRK2-ct를 세포 내에 과발현시켜  GTP-bound Gq/11 α 

소단위를 buffering하 을 때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는 현

저히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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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는 비특이성 protein kinase 차단제인 

staurosporine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9. PMA로 PKC를 활성시키면 T-형 α1I 칼슘전류를 시간의존적인 양상으로 억제

시켰으며 항정상태에서 가한 Oxo-M은 더 이상 칼슘전류를 억제하지 못하

다.

10. Oxo-M에 의한 T-형 α1I 칼슘전류의 억제는 PKC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GF109203X를 전처치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T-형 α1I 칼슘채널은 Gq/11에 연결된 수용체의 활성

에 의해 선택적으로 억제되며, 그 억제의 메커니즘은 PKC에 의존적인 인산화과정

을 통해 일어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PKC 활성에 의해 인산화되는 

T-형 α1I 칼슘채널의 부위를 동정하는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

과는 T-형 칼슘채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의 조절을 이해하고, 이

와 관련된 병태생리학적 상황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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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2+
 influx through voltage-dependent T-type Ca

2+
 channels (T-channels) is 

known to play critical roles in regulation of long- and short-term physiological 

functions such as transmitter release, hormone secretion, excitability, 

metabolism, cell growth/differentiation, and reproduction. Moreover, T-channels 

are implicated in various pathophysiological conditions including seizure, heart 

diseases, pain, cancer, etc. thus, being important targets for drug development. 

Recently, molecular biological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T-channel 

subfamily consist of three iosofrms, α1G(Cav3.1), α1H(Cav3.2), and α1I(Cav3.3). 

To date, however, it remains unknown how these T-channel isoforms are 

physiologically regulated by transmitters and hormones although their 

biophysical and pharmacological properties have been in part disclosed. 

Accordingly,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as firstly, to examine which 

T-channel isoforms can be regulated by transmitters and hormones, and 

secondly, to define the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he 

regulation of T-channel isoforms. In this regard, the changes in T-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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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s were electrophysiologically measured employing the patch-clamp 

technique in COS-7 cells or superior cervical ganglion (SCG) neurons 

heterologously expressing T-channel isoforms and receptors.

   Among the T-channel isoforms, the α1I was selectively blocked by activation 

of M1 muscarinic, TRH, and P2Y2 receptors coupled to Gq/11. Conversely, 

none of the T-channel isoforms were affected by activation of Gi/o-coupled     

α2-adrenergic and M2 muscarinic receptors. The magnitude of the α1I blockade 

became larger at 200 ms of a test pulse (T200) than at peak of currents, which 

was mainly due to agonist-induced acceleration of the inactivation rate. Next, 

the signaling mechanisms were sequentially investigated for the α1I blockade 

by oxotremorine (OxoM), a M1 agonist. The OxoM-induced α1I blockade was 

prevented by GDPβS and Gpp(NH)p, indicating the involvement of 

heterotrimeric G proteins. Among different G proteins, more importantly, 

PMT-sensitive Gq/11 was responsible for the T-channel modulation. In 

addition, both Gα and Gβγ subunits were found to participate in the α1I 

blockade. In the experiments where COS-7 cells were pre-treated with 

staurosporine, a non-specific protein kinase antagonist, the OxoM-induced α1I 

blockade was significantly reduced. Finally, PMA, mimicked and GF109203X 

negated the T-channel modulation suggesting the involvement of PKC.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first found that activation of Gq/11-coupled 

receptors selectively blocked the T-channel α1I via PKC-dependent phospho- 

rylation. This finding may provide important basis for understanding the 

various physiological functions of T-channels and for probing causes and 

therapeutic treatments of T-channel-related pathophysiological conditions.

.

Key words: T-type calcium channel, the α1I, transmitter, Gq/11, PKC, 
phosphorylation, COS-7, SCG neuron


